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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 성자 측정  환경  향 평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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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2011년 2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학진

흥 회(AAAS) 연례회의의 주요 의제가 태양 폭풍에 

한 내용일 정도로 재 태양 활동의 측은 세계의 

심사이다. 태양폭풍은 기장치에 치명 인 향을 

미쳐 인공 성, 항공, 통신, 성 치확인시스템(GPS) 

등이 모두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 성자 양의 변화를 측정하여 태양 폭풍의 시기

를 상하기 한 노력이  세계 으로 진행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의 활동 주기에 따라 지구에 

도달하는 우주 방사선 양의 변화를 정  측정하기 

해 18NM64 우주선 성자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

고 그 특성을 데이터 획득 인 NM64 type 우주선 

성자 모니터 prototype 과 비교 분석하 다.

   

 재료  방법

기존에 진행되던 연구로서 우주선 성자 모니터 

prototype 을 설치, 운  에 있으며, 획득 데이터의 

정 성을 향상시키기 해 18NM64 성자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 다. 새로이 구축된 성자 모니터는 

BP28 gas-filled counter tube 와 moderator, 

prooducer, reflector 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 

과 같이 검출기의 크기와 filling gas 에 차이가 있다.

BP28
LND

133NH30/5

Effective diameter (cm) 14.8 5

Effective length (cm) 191 30

Gas type 10BF3
3He

Pressure (mmHg) 200 3750

Fig. 1. 18NM64와 성자 모니터 prototype의 검출기 제원

18NM64

Type of counter BP28

No. of counters 18

Spacing of counters 50.0

Moderator material Polyethylene

Average moderator thickness (g/cm2) 1.84

Producer material Lead

Average moderator thickness (g/cm
2
) 156

Projected top area of producer (cm2) 6.21 × 104

Reflector material Polyethylene

Average moderator thickness (g/cm
2
) 7.0

Fig. 2. 18NM64 성자 모니터의 제원

두 성자 모니터의 설치 치는  한국표 과학

연구소 내 부지로 도 북  36도 23.4914, 경도 127

도 22.1490, 고도 0.2 km 로 해당 치의 수직 입사방

향 기  cut-off rigidity 는 15.3 GV 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Figure 3, 4 와 같이 시스

템을 구성하 으며, 명확한 시간 정보를 해 GPS 

장비를 설치하고 우주선 성자와 기압과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Digiquartz® Barometer 사의 

216B-102 모델을 함께 설치하 다. 

Fig. 3.  한국표 과학연구원에 설치된 

우주선 성자 모니터 prototype 의 DAQ diagram ( )

18NM64 우주선 성자 모니터의 DAQ diagram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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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우주선 성자가 Lead producer에서 생성된 성

자가 BP28  
3
He counter에서 반응하여 Figure 4에

서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므로 성자와 감마를 분

리하여 데이터를 획득한다.

Fig. 4. 성자 모니터에서 획득한 energy spection

우주선 성자 모니터 prototype에서 획득한 데이

터와 18NM64 우주선 성자 모니터  하나의 검출

기 모듈에서 얻은 데이터 (Figure 5) 에서 얻은 데이

터를 비교해 보면 counts rate과 기압의 반비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8NM64 성자 모니터에서 반비

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 barometric 

coefficient 값은 -0.64로 기존의 성자 모니터에서 

측정하고 분석한 -0.64와 일치함을 보이므로 정상작

동함을 확인할 수 있고, RMS error 값은 0.94로 

prototype의 0.41 보다 우수하다. Barometric 

coefficient 는 설치 치에 의존성이 있는 인자이므로 

prototype 모니터 한 개발  응용 가능성이 농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시간에 따른 counts와 기압의 변화, 

prototype ( ), NM64 성자 모니터 (아래)

Fig. 6. Counts rate 과 기압의 상 계 

prototype ( ), NM64 성자 모니터 (아래)

  향후 기압과 counts의 보다 뚜렷한 반비례 계

(barometric correlation ≈ 1)를 얻기 해 여러 개의 

성자 검출기로 multiplicity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Figure 7). 이를 활용하여 우주선에 의한 선량평가 등 

환경 향을 분석하고 한 태양 활동을 분석하여 해

외의 데이터를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2013년 태양

폭풍에 한 측  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Fig. 7.  한국표 과학연구소 내 설치된 

성자 모니터 (Reflector 상  개방) 와 

데이터 획득 인 DAQ 시스템 (작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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